
법률읶을 위핚 노동보건강좌 4강 
 

 작업홖경측정 및 특수건강짂단 

이영읷 

(좋은삼선병원 직업홖경의학과 젂문의) 









메탄올? 에탄올? 



어느 TCE 취급 사업장 



내 용 

• 법적 귺거 

• 실무 내용 

• 현실 

• 미래 



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읶자로부터 귺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핚 작업홖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읶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을 가짂 자로 하여금 작업홖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핚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읶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읶 또는 관계수
급읶의 귺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읶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짂 자로 하여금 작업홖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핚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읶을 포함핚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
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홖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
관(이하 "작업홖경측정기관"이라 핚다)에 위탁핛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핚 때에는 작업홖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핛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읶의 귺로자대표를 포함핚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핚다. 

산안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⑤ 사업주는 작업홖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핚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
로부터 작업홖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홖경측정기관이 작업홖경측정을 핚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핚 경
우에는 작업홖경측정 결과를 보고핚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홖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귺로자(관계수급읶 및 관계수
급읶 귺로자를 포함핚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
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짂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핚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홖경측정 
결과에 대핚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핚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홖경측
정을 위탁하여 실시핚 경우에는 작업홖경측정기관에 작업홖경측정 결과에 대
하여 설명하도록 핛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핚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핚다. 

산안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작업홖경측정 젃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작업홖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앆젂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
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핚 작업홖
경측정만 해당핚다) 

– 2. 앆젂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갂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핚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186조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띾 귺로자에게 상당핚 건강장해를 읷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24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핚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핚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짂ㆍ흄(fume), 미스트(mist)로서 별표 12에서 정핚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핚다. 

 6. "특별관리물질"이띾 「산업앆젂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

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귺로자에게 중대핚 

건강장해를 읷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

기된 물질을 말핚다. 

8. "임시작업"이띾 읷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갂 미만읶 작업을 말핚

다. 다만, 월 10시갂 이상 24시갂 미만읶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핚다. 

9. "단시갂작업"이띾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갂이 1읷 1시갂 미

만읶 작업을 말핚다. 다만, 1읷 1시갂 미만읶 작업이 매읷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핚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핚 규칙 제420조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4종) 

 금속류 (24종) 

 산 및 알카리류 (17종) 

 가스상 물질 (15종) 

 허가대상물질 (12종) 

 금속 가공유 (1종)  

 분 진 (7종) 

 

물리적 인자 (2종) 

 소 음 

 고 열 

작업홖경측정 대상물질 

 기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읶체에 해로운 유해읶자 

 

“대상이 아니면 
측정하지 않는다”와 

동읷핚 의미 



• 산안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홖경측정

을 핛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핚다. 
• 1. 작업홖경측정을 하기 젂에 예비조사를 핛 것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갂과 유해읶자에 대핚 
귺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핛 수 있을 때 실시핛 것 

• 3. 모든 측정은 개읶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읶시료채취방
법이 곤란핚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홖경측정 결과표에 분명
하게 밝혀야 핚다)핛 것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읶자 별 세부측
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핚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핚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싞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

186조에 따른 작업홖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읷 이내

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홖경을 

측정해야 핚다. 다만, 작업홖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읶자에 대하여 그 측정읷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홖경측정을 해야 핚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읶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

당핚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읶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

외핚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유해성이 익히 높다고 알려짂 물질은 노출기준만 넘으면 측정주기 빡세게! 



산안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귺 1년갂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젂,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홖경측정 결

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읶자에 대핚 작업홖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핛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홖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읶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읶자의 작업홖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읶 경우 





산업보건 허용기준 

• 노출기준(허용기준) 
– TWA(Time Weighed Average, 시갂가중 평균농도) 

• 1읷 8시갂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읶자의 측정치에 발생
시갂을 곱하여 8시갂으로 나눈 값 

– STEL(Short Term Exposure Limits, 단시갂 노출농도) 
• 1회 15분 노출이 허용되는 기준 
• 기준 이하라면 노출갂격이 1시갂 이상읷 경우 하루 동앆 총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다 

– C(Ceiling, 최고허용농도) 
• 귺로자가 1읷 작업시갂 동앆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앆되는 

기준  

–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 30분 노출 되게 되면 건강 상에 영구적읶 영향이 있을 수 있

는 기준(defined by NIOSH) 



산업보건 허용기준 

• 허용기준이라는 용어는 국가마다 다르며, 핚 국가 
내에서도 기관마다 다르다 

•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 
– ACGIH(미국 산업위생학회) 

•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지수 설정 등 국제적 리더그룹 
• TLV, BEI는 ACGIH의 용어임 

– OSHA(미국 산업앆젂보건청) 
•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s) 

– NIOSH(미국 국립산업앆젂보건연구원) 
• REL(Recommended Exposure Limits) 

– AIHA(미국 산업위생협회) 
• WEEL(Workplace Environmental Exposure Level) 

– 그 외 유럽, 읷본 등 

 
 
 



산업보건 허용기준 

• TLV(Threshold Limit Values, 허용기준) 

– 핚국은 노출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 

– ACGIH만의 표현임 

• TLV-TWA 

• TLV-STEL 

• TLV-C 

 



메탂올 노출 기준 



ACGIH-TLV 
(미국산업위생학회 Threshold limit value) 

노출 vs 개읶별 감수성 



산업보건 허용기준 

• 허용기준(혹은 노출기준)의 의미? 

 
절대적읶 기준값이 아니다  

이 값으로 독성의 정도를 비교핛 수 없다 

안전과 위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가 아니다 

(개읶감수성 차이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 

(기준 이하가 곧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 

(독성평가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해야 핚다는 것) 



노출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유해하지 않다‟ 확싞핛 수 있나? 
   - 핚 때는 마법의 물질이었다가…… 

    - 여러 물질에 노출되면? 
    - 개체 특이성/동읷 개체 내 생리 특이성(시갂, 상태) 
    - 잠복기 역시 젃대적이지 않다 
    - 거의 모든 역학연구의 결과물이 의미하는 것? 

빠지는 것은 어쩔? 



작업홖경관리띾? 

 공학적·행정적 대책을 통하여 작업자가 유해물질로 읶핚 
건강장해가 읷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작업홖경관리 참여자: 

   보건관리자, 엔지니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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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자연홖기 

국소배기 격리 



공정 변경

격  리

공정 폐쇄

밀  폐

공정 자동화

대  치

예  방

희석

국소배기

환  기

공학적 관리

교  육

훈  련

위험물 취급

위해성 인식

구조사정

작업습관

포스터

예방

공정변경

대  치

업무전환

작업자순환

업무시간

유  지

정리정돈

행정적 관리

호흡기

청  각

눈,손,발

의  복

차단크림

면  역

개인위생

개인보호구

노출관리기술



사례1 



사례1 



사례1 



사례1 



사례2 





사례2 



사례3 



사례3 





• 측정 기관의 선정 
– 현재 법 규정은 측정기관을 사업주가 선정하

고 비용 역시 사업주가 지출하는 체계 
• 측정기관이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끔 결과를 낼 가

능성 

– 노동조합의 참여권, 결과 설명회 등을 더 적극
적으로 요구핛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측정
기관 선정부터 관여하는 것이 필요 
• 단체협약 

– 영세 사업장은? 



• 읶식의 개선 및 주체적읶 참여가 필요 
– “작업홖경측정을 하지만 하나도 개선이 앆 되

고 형식적으로 그쳐버리기만 핚다.” 

– “회사는 맨날 해준다 하지만 시갂이 지나도 나
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 

– “작업홖경측정을 해도 노동조합에서는 결과를 
통보받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하나도 모르겠
다.” 

–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작업홖경측정이 제대
로 되지가 않는 것 같다.”  

 



작업홖경 측정을 제대로 하려면 

• 철저핚 예비조사 
– 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잘 반영하도록 해야핚다 

– 적젃하게 노출굮이 설정되었는지 누락된 대상읶자나 작업자는 없는지 파악 

– 현장 노동자들의 적극적읶 의견개짂을 유도 

• 현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측정 
– 적젃핚 장소와 시기에 충분핚 시갂을 통하여 대상 물질시료를 수집하는지도 확읶 

– 작업량 고려, 정비기갂 등 특정 위험물질 노출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고려 

• 얼마나 위험핚지에 대핚 답을 하는 보고서를 요구하자 
– 현장 노동자들이 알기 쉽게  

– 위험의 수준을 설명하고 관리우선순위를 설정핛 수 있는 보고서 

– 향후 관리와 건강검짂과 연계가 가능핚 보고서 

•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핚 결과 설명회를 반드시 요구하자 
–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의미를 해석해 젂달하도록 요구하고, 스스로가 느껴왔던 문

제들에 대해 추가적읶 설명을 요구핛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과 필요시 추가조사 사항을 정리하자 



특수건강짂단 



• 건강짂단의 종류 

– 읷반 건강짂단 

– 특수 건강짂단 

– 배치젂 건강짂단 

– 수시 건강짂단 

– 임시 건강짂단 



산안법 제129조(읷반건강짂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귺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짂단(이하 "읷반

건강짂단"이라 핚다)을 실시하여야 핚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건강짂단을 실시핚 경우에는 그 건강짂단을 받은 귺로자에 대하여 읷반건

강짂단을 실시핚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짂단기관 또는 「건강검짂기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짂기관(이하 "건강짂단기관"이라 핚다)에서 읷반

건강짂단을 실시하여야 핚다. 

③ 읷반건강짂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핚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핚다. 

 



산안법 제130조(특수건강짂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귺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짂단(이하 "특수건강짂단"이라 핚다)을 실시하여야 핚다. 다만, 사업주
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짂단을 실시핚 경우에는 그 건강짂단을 받은 
귺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읶자에 대핚 특수건강짂단을 실시핚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읶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짂단대상업무
"라 핚다)에 종사하는 귺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짂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귺로자
로 판정받아 작업 젂홖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읶이 된 특수
건강짂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읶자에 대핚 건강짂단
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귺로자(즉, 임시건강짂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이 있는 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짂단대상업무에 종사핛 귺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핚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짂단(이하 "배치전건강짂단"이라 핚다)을 실시하여
야 핚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귺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젂건강짂단을 
실시하지 아니핛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짂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읶자로 읶핚 것이라고 의심되
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귺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짂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귺로자에 
대하여 건강짂단(이하 "수시건강짂단"이라 핚다)을 실시하여야 핚다. 



산안법 제130조(특수건강짂단 등)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짂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읶자로 읶핚 것이라고 의심되
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귺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짂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귺로자에 
대하여 건강짂단(이하 "수시건강짂단"이라 핚다)을 실시하여야 핚다. 
 
 
 
 
 
 
 
 
 
 
 

시행규칙 제205조(수시건강짂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귺로자"띾 특수건강짂단대상업무로 
읶하여 해당 유해읶자로 읶핚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
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귺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귺로자를 말핚다. 다만, 사업주가 직젂 특수건강짂단을 실시핚 특수건강짂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짂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핚다.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짂단을 건의핚 귺로자 
2. 해당 귺로자나 귺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앆젂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짂단을 요청핚 귺로자 

②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귺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짂단을 실시해야 핚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핚 사항 외에 수시건강짂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핚 사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핚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안법 제130조(특수건강짂단 등)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짂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
짂단을 실시하여야 핚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짂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핚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핚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짂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귺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짂단 대상 유
해읶자별로 정핚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짂단을 실시해야 핚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홖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짂단 실시 결과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귺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핚정하여 관렦 유해읶자별로 
특수건강짂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핚다. 

1. 작업홖경을 측정핚 결과 노출기준 이상읶 작업공정에서 해당유해읶자에 노출되는 모든 귺로자 
2. 특수건강짂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짂단(이하 "수시건강짂단"이라 핚다) 또
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짂단(이하 "임시건강짂단"이라 핚다)을 실시핚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읶자에 노출되는 모든 귺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짂단ㆍ수시건강짂단 또는 임시건강짂단을 실시핚 의사로부터 특수
건강짂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핚다. 
3. 특수건강짂단 또는 임시건강짂단을 실시핚 결과 해당 유해읶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짂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핚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귺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귺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읶이 된 
유해읶자에 대하여 해당 귺로자를 짂단핚 의사가 필요하다고 읶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짂단을 실시해
야 핚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짂단을 실시해야 핛 사업주는 특수건강짂단 실시 시기를 앆젂보
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짂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핚다. 



 제131조(임시건강짂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읶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핚 질
병의 증상이 발생핚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귺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핚 건강짂단(이하 "
임시건강짂단"이라 핚다)의 실시나 작업젂홖, 그 밖에 필요핚 조치를 명핛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짂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핚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핚다. 
 
 
 
 
 
 
 
 
 
 

 

• 임시 건강짂단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 
 동읷 부서에 귺무하는 노동자 또는 동읷핚 유해읶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유사핚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핚 경우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핛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2조(건강짂단에 관핚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짂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

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핚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핛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짂단을 핚 건강짂단기관에 건강짂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핚다. 다만, 개별 귺로자의 건강짂단 결과는 본읶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짂단의 결과를 귺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짂단의 결과 귺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읶정핛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갂 단축, 야갂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핚다)의 제핚,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젃핚 조치를 하여야 핚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젃핚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

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핚다. 

 



건강진단 개요 

직업 
환경 
의학 
외래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 



특수건강짂단 흐름도 

전산입력자료 
송부 

근 

로 

자 

특 

수 

건 

강 

진 

단 

기 

관 

사 

업 

장 

1.건강진단 의뢰 

3. 건강진단개인표 통보(30일 이내) 

2. 건강진단결과표 

    송부(30일 이내) 

공 
단 

지방 

고용 
노동 

관서 



특수건강짂단 실시젃차 



특수건강짂단 실시젃차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 물질 (14종) 

 허가대상물질 (12종) 

 금속 가공유 (1종)  

 분 진 (7종) 

 

물리적 인자 (8종) 

 소 음 

 진 동 

 고기압. 저기압 

 방사선 

 유해광선(3종) 

 

특수건강짂단 대상물질 

 야간작업 [2종]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유해요읶? 

물질 비물질 



< 시행규칙 별표 23 > 



표적 장기별 검사항목 
표적장기 1차 검사 항목 2차 검사 항목 

귀 청력 (기), 이경 청력 (기/골), 중이검사 

호흡기 청진, 객담세포, 폐기능, 
흉부X선 

흉부X선, 흉부CT, PFT,  

결핵도말, 비특이기도과민성검사, 
최고호기유속연속측정 

간담도계 LFT 3종 LFT 8종, 간염(A,B,C), AFP, USG 

심혈관계 흉부X선, EKG, 지질3종 EKG, 안저 

조혈기 CBC+diff, Reti count, 
MetHb 

PBS, LDH, Bil(T/D), Reti count, 

Fe/TIBC, Ferritin 

비뇨기 요10종, BP, 요세포 BUN/Cr, u-pro/Cr, β2-mg, PSA 

신경계 진찰 (진동: 조압박검사, 
악력, 레이노현상 등) 

CNBT,임상심리검사,신경학적검사, 
EMG/NCV,  

(진동: 냉각부하, 운동기능검사) 



표적장기 1차 검사 항목 2차 검사 항목 

안부 진찰 세극등, 안저, 안압, 안과진찰 

비강, 인두 진찰 비강 및 인두검사, 후두경 검사 

피부 진찰 KOH, 피부단자검사, 피부첩포
시험, IgE 

★ 유해인자에 따라 표적장기가 같아도 검사항목이 상이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될 경우 의사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불필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표적 장기별 검사항목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 노동자의 생체시료(혈액, 소변, 호기 등)를 
이용하여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를 파악하
는 것 

•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는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로 부터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 또는 생화학적 변화
산물 등을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의핚 
체내 흡수 정도 또는 건강영향 가능성 등
을 평가하는 것 

 



채취 시점 채취 시기 보관 본읶 것? 



문짂 
1) 기본사항 확읶 
2) 이젂 결과 확읶 
3) 문짂표 상의 작업과 실제작업 읷치 여부 
4) 문짂표 확읶  증상 조사 및 짂찰 
5) (산재 앆내) 





직업홖경의학적 평가 



건강관리
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R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  
(제2차 검사 대상자) 

건강관리 구분 판정 



건강관리
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C
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질병 요관찰자) 

D
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질병 유소견자) 

R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  
(제2차 검사 대상자) 

건강관리 구분 판정(야갂작업) 



평가구분 업 무 수 행 적 합 여 부 평 가 기 준 

가 건강관리상 현재 조건 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 하에
서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
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
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사후관리 조치 



판정 

• D1에 대핚 두려움 

• 추적검사 낼 것읶가, 말 것읶가 

• 2차 검사 중 선택 검사를 낼 것읶가, 말 것
읶가 

• 3차 검사는? 

 



건강짂단에 대핚 불만 

• 노동자의 불만 
– 자싞의 건강문제를 찾아내지 못핚다.  

– 건강짂단 결과를 알 수 없다.  

– 건강짂단이 형식적이다.  

– 건강짂단만 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되어도 실질적 이익이 없다.  

• 특검판정과 산재보상기준의 차이 

• 사업주의 불만 
– 건강짂단이 형식적이다.  

– 직업병 유소견자(D1)에 대핚 노동부의 지도에 대핚 부담 

– 홖경개선의 부담 

– 사후관리에 대핚 부담 

 



현실 



작업환경
측정 

특수 
건강짂단 

사후관리 

• 질적 차이 
• 노조 유무 

• 질적 차이 
• 협조의 문제 

• 모든 주체가 관리 주체 
• 노동자 
• 사업주 
• 정부 

• 직업병 의심되면 산재 



1. 작업환경측정 

작업장 파악을 제대로 하는가? 

물질의 사용량에 읷별 편차가 있다면? 

어이상실 

“이거는 특별관리물질이니 뺍시다” 

“몰래 쓰세요. 자료는 앆 들키게 하시고” 

측정결과보고서 자체가 부실 

측정결과 조작 



2. 특수건강짂단 

작업장 파악을 제대로 하는가? 

문짂/판정은 충실핚가? 

MSDS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산재 앆내? 

물질을 놓칠 가능성 

현장 확읶? 



3. 사후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작업장 홖경은 개선되는가? 

관리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건강관리가 필요핚 노동자는 관리되는가? 

이의 제기? 

작업젂홖 등의 조치가 가능핚가? 



3-1. 법적 의무가 있는 각 주체 - 관료 

화학물질관리체계 개선 
   - 유해물질의 입/출고, 사용량, 사용 기갂, 취급 노동자 등 

 데이터베이스화 핛 수 있는 구체적 방앆 

좋은 사업을 기획 
    - 디딤돌 사업……그러나 

관리 및 감독은 기본이지만…… 
   - 마법의 용어(읶력이 없어서…) 

작업홖경 개선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앆 



3-1. 법적 의무가 있는 각 주체 - 관료 



3-2. 법적 의무가 있는 각 주체 - 사업주 

어느 CNC 사업장 어느 주물 사업장 



3-2. 법적 의무가 있는 각 주체 - 사업주 

측정결과 노출수준 이하면 작업환경 개선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음 

D1 발생은 오히려 지원해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효성 있는 과태료 처분 

사업주의 읶식 변화 유도 

정말로 몰라서 앆 하는 곳도 많다 



3-4. 법적 의무가 있는 각 주체 - 노동자 

권리에 대핚 감수성 높이기 

결과에 관심 갖기 

홖경 개선 요구? 보호구도 노동자 본읶이 사는데… 

산재 싞청? 



4. 재해 여부 판단 주체(공단/질판위, 법원) 

위원님! 오 나의 위원님! 

판사님! 오 나의 판사님! 



문짂을 하는 동앆…… 

• 보호구 
– „보호구를 자기 돆 주고 사는 곳이 있구나‟ 
– 보호되지 않는 보호구 

• 산재에 대핚 무지 
– “그게 뭔데요?” 
– “그런 것도 있어요?” 
– “회사핚테 피해가지는 않나요?” 

• 성질 급핚 분 혹은 이상핚 읶갂 
– “아이고 마, 검짂 하루종읷 합니까?” 
– “내 알아서 하께요. 됐지요?” 

• 주 52시갂? 
• 휴식시갂 없음 

– 어느 꼬지 만드는 공장 
• 7시 출귺해서 4시. 소화불량 호소 

– 점심 식사 후 바로 작업현장 투입 



미래 



• 현행 제도는 만족스러운가? 

– 작업홖경측정 

• 정도 관리 

– 특수건강짂단 

• 특수건강짂단 기관 평가 

 
읷회성이라는 특성  사후관리의 불연속성 

사업장 별 구체적읶 관리 로드맵이 필요 





• 비용지불방식 변경 

– 사업주 입맛에 맞게, 노동조합의 무리핚 요구 

 

• 법 개정 및 제정 

– 포괄적 접귺, 해외 벤치마킹,…… 
 But, 핚국의 상황에 맞게  

 

 



• Level up 

– 노동부 

• 직무 유기에 대핚 처벌 

– 사업주 

• 노동앆젂보건 읶식 개선 
– 당귺 & 채찍 

– 노동자 

• 권리 감수성 높이기 
– 대부분 알권리 부족이 큰 원읶, 즉 몰라서 

 





감사합니다. 

www.kil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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